
■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 없는 입시』 실상과 대책 4회 연속 토론회④ 예고보도(2015.04.22.)

PISA�평가의 낮은 수학 흥미도

이대로 둘 것인가?�
-� 수포자 문제 해결 4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 토론회 개최(4/23,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일부터 아이들을 수학포기자(일

명 ‘수포자’)로 만드는 현재의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4차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23일에는 마지막으

로 ‘PISA 평가의 ’낮은 수학 흥미도‘,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

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간격으로 실시된 다섯 번의 국제비교 PISA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학 학업 성취도는 매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정의적 영역의 성취도는

<표 1>과 같이 매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림 5]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국제적 순위



* 수학 불안감과 수학 관련 활동 참여 지수가 양인 것은 각각 수학 불안감이 높다는 것과 
학교 밖에서도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등위가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님.

수학을 싫어하면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을 싫어해도 잘한다면 그것은 대입과

같은 이유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

능하면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수학 교과에서 목표하였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국가 경쟁력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기초 학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

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속의 정의

적 특성, 언론 기사를 통해 본 수학에 대한 흥미도, PISA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

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학 흥미도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

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제는 사교육걱정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맡을 예정입니다. 논찬에는 강문

봉 경인교대 교수, 권혁천 서울 성산중 수석교사, 이정주 대전목양초 수석교사, 권

형석 인하대 글로벌금융합부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를 바랍니다.

2015. 4.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연구원 박민숙(02-797-4044, 내선 506)

■ 행사명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 없는 입시』 실상과 대책 4회 연속 토론회

■ 일 시 : 2015. 4. 23.(목)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담 당 : 연구원 박민숙 (02-797-4044 내선506/070-7602-2727)

■ 토론회 세부 일정



기간 주제 및 세부 내용 발제 및 토론자 비고

1차
4.2(목) 학교 수학 교육과정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박경미 (홍익대 교수) 토론
윤상혁 (한성여자중학교 교사) 토론
전철 (양서고 교사) 토론

2차
4.9(목)

대입제도에서의 수학:
수능 수학 시험 범위 등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김윤배 (성균관대 교수) 토론
김학윤 (서울시 교육청) 토론
이동흔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토론
이범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토론

3차
4.15(수)

학원 수학 선행 등 
사교육 실상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발제
송교식 (상암고 수학교사) 토론
정종식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수석교사) 토론
최영석 (송파청산 수학원 원장) 토론

4차
4.23(목)

낮은 수학 흥미도,
이대로 둘 것인가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강문봉 (경인교대 교수) 토론
권혁천 (성산중 수석교사) 토론
이정주 (목양초 수석교사) 토론
이형석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토론


